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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정보
정보

⑥마츠리 츠쿠바2009
츠쿠바 2009 (츠쿠바시
(츠쿠바시 이바라키현)
이바라키현)

①히라사와칸가(
히라사와칸가(平沢官衙)
平沢官衙)유적의 라이트업 (이바라키현
(이바라키현 츠쿠바시)
츠쿠바시)

마츠리츠쿠바는, 매년 여름에 열리는 츠쿠바시 최대의 축제입니다. 노래와

히라사와칸가유적은 지금부터 1000 여년전의 관공서유적으로 국가사적으로

춤공연, 거리예술공연등 재미있고 다채로운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습니다.이 유적의 건물을 라이트업해서 광장의 작은 길에 등롱을

퍼레이드에서는, 박력넘치는 「네부타」를 비롯해, 시내 각 지역에서

밝히는 단 하룻밤만의 행사가 실시됩니다. 고대의 멋이 풍기는 환상적인

「미코시」(어깨에 매고 행진하는 가마)와 「다시」(장식을 한 수레)등이

풍경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등장합니다.

센터 광장주변에는,

수많은 포장마차도 등장합니다.

【일시】 8 월22 일 (토) 18:00 ～ 21:00 (※우천시에는 23 일로 연기)

(※「네부타」란 주로 아오모리현에서 열리는 여름마츠리에 등장하는

【장소】 히라사와칸가유적[츠쿠바시 히라사와353 번지] 견학무료

다시의 일종입니다. 일본종이를 사용해 만들어 지며, 화려하게 꾸며진

【문의처】 츠쿠바시 교육위원회 문화재실 ☎ 029-836-1111

거대한 등롱과 같은 것으로, 저녁 어둠속에 선명하게 빛을 발하면서

②해바라기 페스티벌2008
페스티벌2008 (이바라키현
(이바라키현 치쿠세이시)
치쿠세이시)

움직입니다. )

동경돔과 거의 비슷한 넓이의 부지에 피는 약 120 만포기의 해바라기꽃을

【일시】 8 월29 일(토) 12:00 – 21:00, 8 월 30 일(일) 10:00 – 21:00

즐기실 수 있습니다. 견학자유

【회장】 츠쿠바센터주변

【일정】 8 월22 일 (토) ～ 30 일 (일)

※퍼레이드개최를 위해, 29 일(토) 15:00 – 21:00 와, 30 일(일)의 13:00 –

【장소】 해바라기마을 ※미야야마 후루사토후래아이 공원 [이바라키현

20:00 에 츠치우라학원선(니시오도오리교차점 – 히가시오도오리교차점

치쿠세이시 미야야마504]주변

간)이 통행이 금지됩니다.

【문의처】 치쿠세이시 상공관광과 (☎ 0296 – 20 - 1160)

※당일은 츠쿠바센터 주변의 교통이 혼잡하므로, 회장에서 조금 떨어진

③아사쿠사 삼바 카니발 (도쿄도
(도쿄도 타이토구)
타이토구)

장소에 임시주차장이 준비됩니다.(주차요금은 무료)

올해로 29 회째가 되는 일본최대의 삼바카니발. 메인 이벤트 퍼레이드

①카스가 임시주차장(약600 대):회장까지 약1.5 킬로, 도보약20 분

컨테스트에서는 , 센소지부근의 큰길을 회장으로 일본전국에서 모인 19 팀,

②엑스포기념공원역 임시주차장(약100 대)

약 4500 명이 화려한 의상을 몸에 두르고 화려한 댄스 실력을 겨룹니다.

주차장에서 도보약 5 분 엑스포기념공원역 츠쿠바익스프레스로 5 분

【일시】 8 월29 일 (토) 13:30 ～ 18:00

츠쿠바역 (츠쿠바역에서 회장까지는 도보로 1 분입니다. )

【장소】 센소지부근의 우마미치도오리 및 카미나리몬도오리

【주요 이벤트 내용】
내용】

(※츠쿠바익스프레스 아사쿠사역에서 도보약5 분)

●후레아이광장

【문의처】 아사쿠사 삼바카니발 사무국 (☎ 03-3847-0038)

【내용】 복지단체 자원봉사단체의 바자회, 조랑말 체험승마(우천시 중지)

④아마츄어 도예대상 카사마2008
카사마2008 (이바라키시
(이바라키시 카사마시)
카사마시)

【장소】 중앙공원

「카사마구이」의 산지에서 개최되는 아마츄어・세미프로 도예가에 의한

●아트타운츠쿠바2008

도예전. 올해로 8 년째 개최되고, 「음식그릇」 「꽃병」 「맥주컵」등

【내용】 거리예술인의 스트리트퍼포먼스, 초상화코너, 페이스페인트,

3 부문이 있으며, 전국에서 응모작품이 모이는 수준높은 도예전으로 알려져

아트마켓, 월드레스토랑등.

있습니다. 전시작품수 약 1000 점. 입장무료.

【장소】 중앙도서관 엑스포센터앞까지의 보행자로

【일시】 8월 22일 (토) ～ 9월6일 (일)※ 8월24일 (월), 8월31일 (월)은

●무대이벤트

휴관 9:30 – 17:00 (※입장은 16:30 분까지)

【내용】 일본북이나 후라댄스등 지역단체에 의한 다채로운 공연외에

【장소】 이바라키현 도예미술관 2 층 현민갤러리 [카사마시 카사마2345]

특별 게스트에 의한 쇼도 실시됩니다.

【문의처】 아마츄어 도예전 사무실 (전화: 0296-70-1313)

【장소】 센터광장 특설무대 (29/30 일 12:00 – 20:00)

⑤미토 싸리마츠리 (이바라키현
(이바라키현 미토시
미토시)

●마츠리퍼레이드

매화의 명소로 유명한 카이라쿠엔을 회장으로 매년 열리는 가을꽃마츠리.

【내용】 지역의 미코시 , 다시, 네부타 등의 퍼레이드

싸리는 옛날부터 일본의 가을풍물시로서 사랑받아온 식물. 견학 무료.

【장소】 츠치우라 학원선 (히가시오도리 ～ 니시오도리 사이)

【일시】 9 월1 일 (화) – 20 일 (일) 6:00 – 19:00

【시간】 29 일은 15:00 – 21:00, 30 일은 13:00 – 20:00

【장소】 카이라쿠엔

【문의처】마츠리 츠쿠바집행위원회사무국 (츠쿠바시 관광물산과 내)

【문의처】미토관광협회 (URL:http://www.mitokoumon.com/)

전화: 029-836-1111 URL:http://www.matsuritsukub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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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캘린더
15 토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회15:00-15:30

23 일 휴일진료(츠쿠바학원병원836-1355, 히로세의원867-0127)

16 일 휴일진료(츠쿠바츠지클리닉868-7170, 츠쿠바중앙867-1211)

24 월 중앙도서관 휴관

17 월 중앙도서관 휴관

25 화 2006년 7월생 건강검진(사쿠라 보건센터)

18 화

26 수 2008년 1월생 건강검진(사쿠라 보건센터)

19 수 2006년 7월생 건강검진 (야타베 보건센터)

27 목

20 목

28 금

21 금

29 토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회15:00-15:30

22 토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회15:00-15:30, 15:30-16:00

30 일 휴일진료(쿠스노세의원876-2711, 히로세클리닉866-0129)
31 월 중앙도서관 휴관

2009년

9월 캘린더

1

화 소아마비 예방접종 (오호 보건센터)

16 수 2006년 8월생 건강검진 (야타베 보건센터)

2

수 2008년 2월생 건강검진 (야타베 보건센터)

17 목

3

목 2006년 8월생 건강검진 (사쿠라 보건센터)

18 금

4

금

19 토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회 15:00-15:30

5

토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회15:00-15:30

20 일 휴일진료(타카사키클리닉873-3733, 카시무라내과863-0606)

6

일 휴일 진료(사카이의원876-3831, 카노의원857-2981)

21 월 휴일진료(유카리의원874-1531, 츠쿠바병원855-0777)

7

월 중앙도서관 휴관, 소아마비 예방접종 (야타베 보건센터)

22 화 휴일진료(오노무라클리닉847-0071, 이이오카의원857-7526)

8

화 2006년 8월생 건강검진 (사쿠라 보건센터)

23 수 중앙도서관 휴관

9

수 2008년 2월생 건강검진 (사쿠라 보건센터)

10 목 소아마비 예방접종(사쿠라 보건센터)

휴일진료(쿠시다의원847-2355, 츠쿠바시립병원867-1196)
24 목 중앙도서관 휴관

11 금

25 금 소아마비 예방접종 (야타베 보건센터)

12 토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회15:00-15:30

26 토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회 15:00-15:30

13 일 휴일 진료(자유가오카의원876-0888, 쿠라타내과857-8181)

27 일 휴일진료(토코다이내과847-8468, 시부야클리닉863-5252)

14 월 중앙도서관 휴관

28 월 중앙도서관 휴관, 소아마비 예방접종(사쿠라 보건센터)

15 화 2008년 2월생 건강검진 (사쿠라 보건센터)

29 화
30 수 중앙도서관 휴관

≪유아건강검진≫
유아건강검진≫ 18 개월 및 만 3 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은 시의 보건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사쿠라
보건센터, 야타베 보건센터 어느 곳에서도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달 말경에 개별 통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각 보건센터
또는 시청 건강증진과로 연락주십시오. (사쿠라 보건센터: 029-857-3931, 야타베 보건센터: 029-838-1100)
≪유유아의
실시하고 있는 유유아 예방접종은 법률 (예방접종법)에 의해 정해진 정기 예방접종입니다. 협력의료기관에서
≪유유아의 예방접종≫츠쿠바시가
예방접종≫
개인적으로 예약해서 받는 개별접종과 정해진 날에 보건센터에서 받는 집단접종이 있으며, 대상연령자는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아마비 예방접종(
예방접종(집단접종)
집단접종)≫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형제자매가 있는 분은 가정내감염을 막기 위해, 가능하면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웁시다.(대상연령/ 생후3 개월~90 개월미만)
※ 8 월달에는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휴일긴급진료의원≫
휴일긴급진료의원≫ …진료시간 9:00 ~ 17:00
※당번의료기관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긴급시에는 츠쿠바시 소방본부 소방지령과 (☎851-011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회 (お話し会)≫중앙도서관의 어린이코너 안에 있는 이야기실에서는 어린이를 위해 자원봉사자가 책을 읽어주는 이야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위의 캘린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른을 위한 독서토론회≫
독서토론회≫ 책을 만나고 사람을 만난다.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처음이신 분도 편하게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할 책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참가무료)
【일시】
10
월 8 월22 일(토) 10:00-12:00 【회장】 도서관2 층회의실 【정원】 20 명(※사전신청 불요)
※「어른을 위한 독서토론회」는 거의 월1 회의 간격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http://www.city.tsukuba.ibaraki.jp/lib/)

①「츠쿠바시 외국인을 위한 상담실」
상담실」 (츠쿠바시청
(츠쿠바시청)
츠쿠바시청)

②「외국인상담센터」
외국인상담센터」 (이바리키현국제교류협회/
이바리키현국제교류협회/미토시)
미토시)

【상담일/시간】 화요일/수요일 10:00 ~ 12:00, 13:00 ~ 16:45
영어:화요일, 태국어: 화요일, 중국어: 수요일, 한국어: 수요일
【상담방법】 전화 또는 면접에 의한 상담
(※면접에 의한 상담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당일날 확인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비밀엄수
【전용번호】☎ 029-857-1870

【상담일/시간】 월요일~금요일 8:30 ~ 12:00, 13:00~17:15
영어/일본어: 월요일 ~ 금요일, 타가로그어: 목요일
중국어: 월요일(13:30~17:15), 수요일
스페인어: 화요일, 한국어: 화요일, 태국어: 수요일/금요일
【상담방법】 전화 또는 면접에 의한 상담 ※무료, 비밀엄수
【전용전화】☎ 029-244-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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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가벼운 대화로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 보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국민건강보험세의 납부방법 (※보통징수의 경우)
경우)
이하의 ①～③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1 기-제6 기의 각기에 계6 회 납부하는 방법과, 1 년분의 총액을 년2 회로

①츠쿠바시 남녀공동참획실 「오샤베리 살롱」
살롱」
9 월부터 츠쿠바시 사이언스인포메이션 센터에서 매월 세번째 목요일
오전중에 「오샤베리 살롱」이 열립니다. 평상시의 생각이나, 가족, 육아,
일등에 대해서 누구라도 자유롭게 대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국내외의 각지에서 츠쿠바시에 모인 여러분들이 만나서 가벼운 대화를
즐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9 월17 일의 제1 회 모임에는 중국출신의
츠쿠바시 국제교류원도 참가해서, 출신국의 가정생활이나 학교사정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사용언어는 일본어지만, 중국어통역지원도 가능)
예약불요, 누구라도 자유롭게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9 월17 일 (목) 10:00-12:00
【회장】츠쿠바시 사이언스 임포메이션 센터
(츠쿠바시 아즈마1-10-1 츠쿠바센터 빌딩2 층)
【참가비】 무료
【문의처】 츠쿠바시청 남녀공동참획실 ☎029-836-1111

②City Chat Café
츠쿠바대학에서는 시내에 사는 외국인과 일본인이 부담없이 회화로
교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City Chat Café」라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에서는 연령/국적을 불문하고 회장에 모인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영어로 자유로이 회화를 즐깁니다. 참가는 무료,
예약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한달에 1-2 회의 간격으로 쇼핑센터 「LaLa
가든 츠쿠바」 1 층의 「LaLa 클럽」을 회장으로 하여 실시됩니다.
현단계에서 정해져 있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의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웹사이트에 게재됩니다.
【9 월 일정】 9 월 27 일 (일) 14:00 ~ 16:00
【문의처】 츠쿠바대학 인터네셔널 카페 사무국
(E-mail) icafe@sakura.cc.tsukuba.ac.jp
(URL)http://www.sakura.cc.tsukuba.ac.jp/-icafe/

③영어로 말하는 모임(Chattering
모임(Chattering in English?)
국적을 불문하고 츠쿠바 시내나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영어를 공통어
로 대화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어떠한 억양의 영어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이라도 편하게 참가해 주십시오. 예약 불요, 참가무료
【일시】 매주토요일 14:00 ~ 16:00
【장소】 아즈마 공민관 (츠쿠바 센터빌딩4 층/ 츠쿠바 아즈마1-10-1)
【문의처】 이메일로 부탁합니다.
・xxreikoohbaxx@yahoo.co.jp (오바 씨)
・ynaitoh@hb.tp1.jp (나이토 씨)

●국민건강보험세 납세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발송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국민건강보험세를 납부할 의무를 져야 합니다.

나누어 납부하는 방법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①납부서를 지참해서, 금융기관 또는 시청창구에서 지불한다.
②납부서를 지참해서, 편의점에서 지불한다.
③구좌대체로 지불한다.(※이 방법을 희망하는 경우, 시내 금융기관창구에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
■작년 수입상황을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께
국민건강보험세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확정신고나
시민세신고등을 하지 않으면, 정확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무처에서
연말조정 수속을 받으신 분 이외에는 세무서에 신고하던가, 시청 시민세과에
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이 없는 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전년 수입이 소액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신 분도, 신고를 하면
국민건강보험세 감액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입유무에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전원을 신고해 주십시오.
★저소득세대는 보험세가 경감됩니다.
경감됩니다.
국가가 정하는 소득기준을 밑도는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세가 경감됩니다.
해당하는 세대는 수입신고를 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경감됩니다. 단, 가입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주 소득도 경감판단기준에 포함됩니다.
【경감판정기준소득】
세대전체의급여수입

경감률

가입자 인원수

세대전체의 소득

1명

33 만엔

98 만엔

6 할경감

2명

57 만5 천엔

122 만5 천엔

4 할경감

3명

82 만엔

147 만엔

4 할경감

4명

106 만5 천엔

171 만5 천엔

4 할경감

5명

131 만엔

196 만엔

4 할경감

6명

155 만5 천엔

220 만5 천엔

4 할경감

7명

180 만엔

245 만엔

4 할경감

■보험세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전에 납세상담을 ！
국민건강보험세의 납구가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징수유예제도/분할
납부제도/보험세의 일부감면제도 등을 두고 있습니다.
★징수유예・분할납부

납부하신 보험세는, 국가나 도도부현의 보조를 합쳐서, 가입자가 병이 들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납부시기를 늦추거나(유예기간은 원칙상 1 년),

부상했을 경우의 의료비나, 출산시나 가족중 누군가가 사망했을 경우의

납부하는 세액을 분할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지불해야 하는 세액이

급부로 사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세는, 국민건강보험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50 만엔 이상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담보가 필요합니다.

재원으로서, 피보험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험세의 감면

츠쿠바시의 국민겅강보험세는, 1 년간의 세액을 6 회로 나누어 납부하게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생활이 아주 어렵거나, 보험세 지불이 어려워 진 경우,

됩니다. 요즘, 제 1 기와 제 2 기는 전년도의 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이하의 조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작년과 비교해서 현재 소득이 현저히

잠정부과로, 4 월에 납세통지가 발송되었습니다. 제 3 기-6 기분에 대해서는

줄어들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신청을 하시면 보험세의 일부면제나 연체금의

매년 8 월에 납부서를 발송합니다. 확정된 각 가입자의 소득액에 근거해서

일부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 년간의 국민건강보험세액을 확정해, 제 1 기와 제 2 기의 세액을 감한

①화재, 풍수해등의 재해나 도난피해등으로, 생활히 현저히 곤란해진 세대

나머지를 제3 기-제6 기중에 4 회에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2009 년 도

②실업, 휴업, 폐업, 사업의 현저한 손실 또는 질병등으로 인해, 그해의 소득이

제 3 기-6 기의 납세통지서는 보통징수세대 (납부서에 의한 지불, 또는

전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세대로, 납기한내의 지불이 곤란한 세대

구좌대체에 의한 지불케이스)에는 8 월 17 일(월)에 발송됩니다. 연금에서

★보험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보험세가 원천징수되는 특별징수세대에는 9 월 1 일(화)에 납세통지서를

원칙상, 보험세의 납기한 7 일전까지 신청서/첨부서류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발송합니다.

2009 년도 제3 기의 감면마감은 8 월24 일(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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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일본어 강좌가 시작됩니다.
시작됩니다.
【대상】 츠쿠바시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외국인 및 그 가족ㄴ
【기간】
・9 월29 일(화) – 2010 년3 월30 일 (화)…아래표의①②⑤ (매주화요일)
・10 월1 일(목) – 2010 년3 월18 일(목)…아래표의③④⑥(매주목요일)
※자세한 일정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횟수】 전20 회
【장소】 츠쿠바카피오 (츠쿠바시 타케조노1-10-1)
【시간】 18:30-20:00
【수강비용】 6000 엔 교재비 (※계속수강하시는 분은 5000 엔)
※수강비은 신청시에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또 수강비용은 어떠한
경우라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클래스
클래스 레벨
교재
①일본어1
완전초보자를 대상으로 한 클래스
「にほんご
４５じかん」
②일본어2
일본어를 50 시간이상 공부한 사람.
「にほんご
간단한 자기소개가 가능. 히라가나/
４５じかん」
카타카나를 읽을 수 있음
③일본어3
일본어를 100 시간이상 공부한
「にほんご
사람. 명사수식을 이해하고 있음.
つぎの４５じ
かん」
히라가나/카타카나를 쓸 수 있음
④일본어4
150 시간이상 공부한 사람. 자기
「にほんご
희망/의향을 말할 수 있음. 완전한
つぎの４５じ
문장으로 회화가 가능함.
かん」
⑤읽고쓰기
히라가나/카타카나/한자
공부를
없음
원하는 사람
⑥일본어
200 시간 이상 공부한 사람.
없음
모임
능력검정3 급레벨 이상. 여러 화제에
대해서 불충분하지만, 일본어로
의사표현이 가능함.
【신신신신】 신청용지에 필요사항을 기입한 후, 츠쿠바도시진흥재단
으로 신청. ※신청용지는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츠쿠바도시진흥재단(츠쿠바시 타케조노 1-10-1 츠쿠바시
국제교류협회내)
☎029-869-7675 (팩스) 029-851-9797
(이메일) class@tsukubacity.or.jp
※접수시간은 9:00-17:00 월요일은 쉽니다.
(URL) http://www.tsukubacity.or.jp/info/modules/tinyd3/index.
php?id=2

⑤Werner Hink＆ Matthias Hink 동경하모니아 실내 오케스트라
【일시】 11 월13 일 (금) 19:00⑥빈 필하모니 피아노 트리오
【일시】 11 월19 일 (목) 19:00⑦Don Friedman meets Nancy harrow Jazz Concert
【일시】 11 월23 일 (월/공휴일) 15:00⑧모차르트 바이올린/소나타연주회 Vol.2
【일시】 11 월29 일 (일) 15:00⑨파노하 현악 사중주단 (PANOHA QUARTET)
【일시】 12 월4 일 (금) 19:00⑩프라하 교향악단 ＆ 센주 마리코
【일시】2010 년1 월15 일 (금) 19:00-

●친환경 생활정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저탄소사회를 향한 한걸음！
한걸음！
츠쿠바시에서는 2030 년까지 시전체에서 이산화탄소배출량 반감을 위해,
시내의 각기관과 시민여러분과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1 인1 일1 킬로 삭감×20 만명 운동」이라 해서 시내에 사는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하루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 킬로 줄이는 운동에
참가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개인 일상생활에서도 이산화탄소는 여러상황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점에 주의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어느정도 줄일 수가
있을까요? 아래의 체크시트를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의
상황

이산화탄소배출삭감을위한 운동

삭감량
(g)

샤워

1일1 분 짧게한다

74

예

행동
체

삭감

체

삭감

크

량

크

량

g

○

148g

2분
가전제품

주전원을 자주 꺼서 대기전력을

65

g

○

65g

180

g

○6

540g

전원

절감

통근

버스,철도 자전거 이용

냉방온도

설치온도를 2도 높인다.

83

g

○

정차중에는 아이들링을 5분 짧게

63

g

×

(※왕복2 킬로)

운전중

km

83g

한다.

●제 25 회 츠쿠바 국제음악제
츠쿠바국제음악제는 해외를 무대로 활약하는 저명한 연주가를 츠쿠바에
초빙해 매년 가을에서 겨울에 걸쳐 노바홀에서 개최되는 콘서트입니다.
내용은 클래식이 중심이며, 아주 높은 수준의 음악제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츠쿠바모차르트 ・ 페스티벌」이란 제목으로
모차르트에 의한 악곡을 중심으로 한 콘서트가 다수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②의 츠쿠바후래아이 콘서트 이외에는, 초등학교입학전의 아동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회장】 노바홀 (츠쿠바 아즈마 1-10-1)
【티켓】 1000 엔, 5000 엔-9000 엔, 그외는 2000-4000 엔
(※티켓은 노바홀 및 츠쿠바피카오등에서 구입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츠쿠바도시진흥재단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29-856-7007(월요일은 쉼) (URL)http://tsukubacity.or.jp/info/

쇼핑

자신의 장바구니를 이용한다.

62

g

○

62g

TV

안 볼 때는 끈다

13

g

○

13g

13

g

×

-

45

g

○

45g

두지않고

86

g

×

비어져

5

g

○

5g

채우지

18

g

○

18g

37(※2)

g

○

37g

26

g

○

26g

(※브라운관TV 한시간)
컴퓨터

(※1)

컴퓨터 이용을 한 시간 줄인다.
(※데스크 톱)

전기

백열전구에서 전구형 형광램프로
교체

입욕

가족전원이

간격을

사용한다.
가스콘로

불이

냄비바닥에서

나오지 않도록 한다.

【제 25 회 츠쿠바국제음악제의 구성】
구성】
①Dieter Flury ＆ Robert Nagy ＆ 오카다 히로미
【일시】 9 월14 일 (월) 19:00 –
②츠쿠바 후레아이 콘서트
【일시】 9 월27 일(일) 15:00③모차르트:바이올린・소나타 연주회 Vol.1
【일시】 11 월9 일(월) 15:00-(3 세부터 입장가능)
④Werner Hink ＆ Matthias Hink 듀오 리사이틀
【일시】11 월10 일 (화) 19:00-

냉장고

냉장고에 음식물을 꽉
않는다.

전기밥솥

보온을 하지 않는다.

취침시냉방

냉방 이용을 1시간 줄인다.
이산화탄소배출삭감량합계

※1: 프라즈마형＝31g, 액정형＝6g
※2: 냉동한 밥을 전자렌지로 해동했을 경우＝1g

g

1042g

